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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에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은
국내관광객과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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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Japanese tourists and Korean tourists visiting
Jeju Olle in terms of the benefits sought, satisfaction, and loyalty.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Japanese tourists and Korean tourists on the
benefits sought. Compare to Korean tourists placed natural landscape experience,
escaping from the daily life, new experience, and self-realization in consecutive
order, Japanese tourists ranked self-realization, new experience, landscape
experience, and escaping from the daily life in consecutive order. Japanese tourists
presented a higher desire for the self-realization from Jeju Olle tour. The results
also presented the difference between Japanese tourists and Korean tourists on the
satisfaction. While Korean tourists presented higher level of general impression,
Japanese tourists presented higher level of general satisfaction. This results
implied that Japanese tourists consider the general issues, such as product price,
quality, and the diversity of product contents and so on, when they select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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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s. Japanese tourists gave a comparatively lower average score on the
intention to recommendation than the score of Korean tourists n the intention to
recommendation. Last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a practical corresponding
strategy to increase Japanese tourists’ interest in Jeju Island.
Keywords : Jeju Olle, benefit-sought, satisfaction, loyalty

국문요지 : 본 연구는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관광객의 추구편익은 자연경관 체험, 일상탈출, 새로운 체험, 자아실현 순으
로 나타났고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은 자아실현, 새로운 체험, 자연경관 체험, 일상탈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관광객이 제주 올레 관광을 통한 자아실현 욕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만족도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관광객은 전반적 느낌이 높은 반면 일본관광객은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일본 관광객이 여행상품 선택시 상품가격, 질, 상품구성 다양성 등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충성도는 추천의도가 국내관광
객에 비해 일본관광객이 비교적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본관광객
이 제주올레 뿐 아니라 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열쇠말 : 제주 올레,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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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제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제주관광은 국제적 인지
도 부족과 섬 관광지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내국인 관광지 이미지가 강하였으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 220만 명을 기록하며 진정한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요인은 제주 올레
조성,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휴양지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조선일보, 2013). 또한 세계관광의 트렌드가 과거 20∼50대 연령층인데 비해 60대
이상의 고령인구로 변화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관광 문화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제
주관광공사, 2013).
2007년 조성된 제주 올레는 세계적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관광지로 외국인 관광
객의 관심을 높이며 제주 관광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 올레는 단
순히 시설관광지의 관람위주에서 탈피하여 제주의 고유한 자연을 느끼며 체험을 제공함
으로써 제주관광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강성일·김계희,
2011).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 77만 명, 2013년 233만 명(제주특별자치도 관
광협회, 2014)으로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제주의 제1 관광시장이었던 일본관
광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관광객 수는 2010년 18만 명, 2013년 12만
명(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14)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엔저 현
상 및 국제정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7. 1). 제주시는 일본 관광
시장이 정체 단계에 있으므로 제2 관광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마케
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제주발전연구원, 2013).
중장기적인 마케팅 측면에서 국적에 따른 관광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제주 올레 관광지의 국적에 따른 관광객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제주 올레길 조성 이후 제주 올레길 관광자의 동기에 관한 연구(정철·박태
영·노경국, 2010; 강성일·이계희, 2011; 박영아·현용호, 2012),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노
경국, 2011; 고미영·오창현·정철, 2012) 등 제주 올레를 방문하는 국내관광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 올레 관광객에 관한 연구가 국내관광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외국인
관광객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기인하였다. 또한 국적에
따라 심리 변수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유입함·이기동, 2014; 조영숙·이문주·조록환,
2010; Kim & Prideaux, 2005; 조민호·최인호, 1999; 조민호·최인호·장미, 2004; 유지윤,
2009)를 전제로, 국내관광객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일본관광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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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학자들은 관광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심리적 변수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각, 태
도, 성격, 개인가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조
영숙·이문주·조록환, 2010; 정남호·한희정·이경전·전정호, 2014; 안병욱, 2012).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관광소비자들의 심리적 행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추구편익 변수와 관광객
의 궁극적인 목적인 만족도, 관광개발자의 최종 목적인 충성도 등을 중심으로 집단간 차
이비교를 시도하였다. 즉, 국내관광객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일본관광객의 차이를 비교
하여 국적에 따라 추구편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추구편익에 따른 만족도,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며, 그 결과를 통하여 최근 감소하고 있는 일본관광객 유
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관광객의 중장기적인 유치 목표와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일본관광객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문헌연구
1. 제주 올레
제주 올레는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관
광상품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체험을 관광자
원으로 활용하였다. 2007년 9월 8일 제1코스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까지 26코스가 개장
되었다.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km 이내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해안길, 오름 등이 연결되어 구성되었다(네이버 두산백과, 2014).
제주 올레가 조성된 후 제주 올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철·박태영·노경
국(2010)은 제주 올레 방문 유발요인인 동기와 사전이미지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심층
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문동기와 사전이미지는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올레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제주체험, 자연환경, 자
기계발, 탈출 등의 동기를 갖으며, 제주 올레를 교육/환경 체험, 볼거리와 즐길거리, 흥미
등의 이미지로 지각한다고 밝혔다. 강성일·이계희(2011)는 제주 올레 관광객이 갖는 차
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제주 올레 관광객과 대중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친환경
적 여행태도, 관광동기 및 웰빙 인식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 올레 관광객은 일반
대중관광객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성향을 갖으며 생태관광객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제주 올레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동기는 일상탈출, 새로운 만남, 지적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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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 올레 관광객이 일반 대중관광객보다 내적으로 동기화된
적극적 관광을 추구할 뿐 아니라 다양한 동기요인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신·조민호
(2011)는 제주 올레 관광객이 지각한 가치와 도보관광지 속성간의 관계를 편익이라는 매
개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도보관광객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관광지 속성, 편익, 가치에
대한 항목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적용하여 밝혔다. 이보미·오문향·
김자현(2013)은 제주올레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올레를 통해 얻은 자연과의 교감, 제주
올레에서 지각한 편익이 장소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제주올레
를 방문한 관광객을 제주도민과 타 지역민으로 구분하여 제주올레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연과의 일치감,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제주올레에 대한 장소정체성이 높아진
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도민과 타 지역민간 제주올레 경험 후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은 건강증진, 사회적 유대감 증진, 장소의존성으로 이 3개 요인 모두 제주도민이 더
높은 지각 수준을 보였다.

2. 추구편익
추구편익(benefit-sought)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갖는 지식의 일환으로써 소비자
가 느끼게 되는 요구(need), 욕구(want)로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주관적 보상이다(이후
석·오민재·맹창호, 2010; Peter & Olson, 1987). 관광객은 여행 그 자체의 물리적인 속성
보다는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편익 혹
은 이익을 특정 관광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한다(임지현·이계희, 2010). 관광에서
의 추구편익은 관광객이 관광상품 또는 관광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관광객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김인신·조민호, 2011; Hunt, 1977)로 추구편익은 관
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관광지 선택에 따른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제공된다.
이러한 이유로 추구편익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미영 외(2012)는 제주 올레걷기축제를 사례로 축제 방문객의 추구편익을 도
출하고, 도출된 추구편익을 기반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올레걷기축제 방문객의 추구
편익을 분석한 결과, 휴양/휴식, 일상탈출, 지식, 사회적 교류, 오락추구, 독특한 이벤트
추구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최일선·김형준·길기연·정철(2011)는 해랑 관광열차 고객들의
추구편익과 지각된 가치 및 만족도, 충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휴식요인, 흥미
요인, 탐험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라는 4개의 추구편익 요인을 도출하였다. Tomas,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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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mpton(2002)은 동물원 방문자에 따라 서비스수행의 품질, 추구편익, 만족, 미래 방
문의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물원 방문객의 경우 가족간의 유대감, 야
생동물로의 즐거움, 야생동물감상 및 학습, 동료애 등 4개의 추구편익이 도출되었다. 김
경희·박덕병(2011)은 녹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차 구매의 추구편익과 만족, 충성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녹차 소비자의 추구편익이 건강효용(health-benefit), 자아존중
(self-estreem), 사회성(sociality), 향유(enjoyment) 등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민수·박
덕병·윤유식(2006)은 농촌관광 방문객의 추구편익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추구편익 분석 결과,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추구편익 차원
은 야외활동추구, 자연경관추구, 문화(기념)체험추구 전통(민속)체험추구, 지역특산품추
구, 품격추구 등 6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구편익을 제주 올레 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얻고자 하는 보상으로 정의하며 제주 올레 관광객의 주관적인 요구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3. 만족도
만족도는 경쟁환경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로 간주된다(Morgan, Attaway &
Griffin, 1996). 만족도는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Yoon & Uysal, 2005)이며 관광지 선택, 상품 소비, 서비스,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고 관
광지 마케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Kozak & Rimmigtion, 2000). 관광객 만족은
개념적으로는 관광객이 기대했던 관광지의 실체와 관광지를 방문한 후에 관광객이 심리
적으로 지각한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결과이다(정철·김남조, 2001). Dann(1979)은 만족
을 관광객이 사전적으로 관광소비경험에 대해 갖는 감정과 기대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감정으로 복합적인 심리상태라 정의하였으며, Iso-Ahola(1982)는 참여자행위에 대한 보
상의 심리적 혹은 주관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유재(2000)는 고객만족을 결과
(outcome)로 보는 관점과 과정(process)에 강조를 두는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결과로 보
는 관점은 고객만족을 소비경험으로 야기되는 결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
의로 Oliver(1981)의 만족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다. Oliver(1981)는 만족을 불일치된 기
대와 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발생된 종
합적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반하여 과정에 강조를 두는 관점은 고객만족을 소
비경험이 최소한 기대되었던 것보다는 좋았다는 평가(Hunt, 1977),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성과 차이에 대해 보이는 소비자의 반응(Tse & Wilton, 1988) 등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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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다.
Yoon & Uysal(2005)은 만족도를 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얻게 되는 심리적 혜택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물리적 부분에 대한 평가로 보며 관광객의 동기, 만족도, 충성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기대에 대한 만족, 관광지에 대한 가치 만
족, 다른 관광지와의 비교를 통한 만족 등 세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
의 동기, 만족도, 충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대, 선호, 경험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충성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만족도를 제주 올레 관광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인 보상에 대한 결
과로서 측정하고자 한다.

4. 충성도
충성도(loyalty)는 고객이 어떤 브랜드와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이문
규·홍성태, 2001). 소비자의 믿음과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행동의 결과(Jacoby &
Chestnut, 1978)로서 고객이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할 가능성 또는 경향이라 볼
수 있다(Auh & Johnson, 2005).
관광산업에서 관광객의 만족은 재방문 의도와 추천의도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Chi
& Qu, 2008; Yoon & Uysal, 2005; Kozak, 2001; Kozak & Rimmington, 2000; Bramwell,
1998; Beeho & Prentice, 1997; Juaneda, 1996; Ross, 1993; Yau & Chan, 1990;) 이 두 지
표를 충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Che & Qu(2008)은 고객 충성도를 결정
하는 요인을 이해하면 장기적인 고객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 하며 관광지 충성도를 이해
하기 위해서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관광지 이미지, 만족도 및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은 충성도 측정항목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 두 가지 항목으
로 측정하였다. Chen & Tsai(2008)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 고객을 확보
하는 것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가 중요한 요인이라 설명하며
충성도 측정항목을 추천의사, 재구매의사 등 두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5.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올레에 대한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가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라 추론되어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 비교를 보고자 한다. 조민호·최인호(1999)는 세
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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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언급하며 미국 국적과 일본 국적 이용자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본관광객은 호텔의 사회적 속성, 외형적 속성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개인적 성향이 큰
미국관광객은 호텔의 내면적 속성과 감각적 속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호·
최인호·장미(2004)는 호텔에서의 팁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떠한 국가 문화적 차
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팁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미국
과 일본 두 국가 간 팁핑에 대한 인식에는 국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유지윤
(2009)은 한국, 중국, 일본 관광객의 제주 의료관광 참여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고 국가
간 차이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관점을 정립하고자 의료관광 선택요인과 불편사항에 대한
차이 및 의료관광 상품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관
광객과 일본관광객간 문화적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구편익은 관광객의 주관적인 요구나 욕구를 파악하여 얻고자 하는 가치로, 이러한
관광객의 가치를 파악하여 고객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 만족도,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김경희·박덕병(2011)은 소비자의 추구편익과 만족,
충성도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구편익 중 건강효용, 향유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덕(2011)은 회원제 골프리
조트에서의 추구편익과 소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사회적 지위향상, 일상생활의
변화추구, 성취감, 친목도모, 정보획득, 여가활동, 일상탈피 요인과 소비행동의 하위요인
인 만족, 구전 및 재방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추구편익 요인 중
일상생활의 변화추구, 정보획득, 성취감, 일상탈피, 친목도모 요인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보획득, 여가활동 요인이 구전 및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국적에 따라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에 차이가 있음
을 몇몇 연구들(조영숙·이문주·조록환, 2010; 유입함·이기동, 2014; Jang, Morrison, &
O’Leary, 2002; 김선영·김형곤, 2009)은 예측하고 있다. 즉, 제주 올레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여 그것을 검정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충성도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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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는 제주에서 각광받고 있는 제주 올레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제주 생태
와 도보여행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은 올레길은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 의해 조성되어
2007년 9월 8일 제1코스(성산읍～시흥～말미오름～종달리 소금밭～과치기해변) 개장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정규 21개 코스, 비정규(섬 및 산간) 5개 코스를 합쳐 총 26개 코
스가 개장되었다.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km 이내이며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되었다.

출처 : (사)제주 올레 홈페이지(www.jejuolle.org)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제주 올레를 방문하는 국내와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설문조사는 2010년 11월 9일∼13일(5일간)에 제주 올레 1∼5 코스에서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국내 관광객을 위한 전문조사원과 일본어가 가능한 전문조사원이 설문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국내 관광객, 일본 관광객 모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관광객 설문지, 일본 관광객
설문지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본 관광객 설문지는 일본어로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국내관광객 242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총
22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본 관광객 조사 시 제주올레를 걷는 일본 관광객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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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총 84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총 74
부를 분석에 사용하여 총 29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설문지구성

구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청정자연 감상
주변 경관 감상
자연체험
신체적인 운동
심신의 건강 유지
맑은 공기
마음의 휴식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일상탈출
전통문화 체험
전통 의식주 체험
지역특산물 구매
향토음식 체험
나를 돌아보는 시간
자기계발
새로운 지식 및 경험
동반자와의 시간
동반자와의 유대관계 증진
새로운 사람과의 접촉 기회
지역주민과의 접촉 기회
올레길 걷기 참여
올레길 걷기를 통한 즐거움
올레걷기를 통한 색다른 체험

Jang,
백용창 &
Molera &
최일선 외 고미영 외 윤해정
Morrison, 이민수 외
고호석
Albaladejo
(2011)
(2012)
(2013)
& O'Leary (2006)
(2000)
(2007)
(2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제주 올레 관광객의 추구편익과 만족도 및 충성도의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실증분석을 위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추구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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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충성도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설문지는 크게 도보여행길 추구편익 26개 문항, 만족도 3개 문항, 충성도 2개 문항, 인
구통계학적 특성 5개 문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36개 영역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주 올레길 관광객의 추구편익에 대한 항목은 선행연구(고미영 외, 2012; 백용창·고
호석, 2000; 최일선 외, 2011; 윤해정, 2013; Molera & Albaladejo, 2007; Jang et al,
2002)를 기초로 하여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주 올레 관광객의 만족도는 총3개
문항(전반적 만족, 기대대비 만족, 제주 올레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으로 구성하였다. 충
성도는 재방문의사와 추천 의사를 묻는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에 대한 모든 항목들은 리커트척도를 사용하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표현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등
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제주 올레 관광객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추구편익 26개 항목을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 두 집단의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의 평균
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제주 올레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 <표 2>와 같다. 국내관광객의 성별은 남성(49.1%), 여성(50.9%)이 비슷한 수준이고,
연령은 30대(30.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27.2), 20대(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59.8%)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66.1%)이 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다. 직업은 사무직/회사원(3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24.6%), 자영업(3.8%), 학생(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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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항목
남성

성별
여성
20대
30대
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결혼여부
기혼
고졸이하
학력

대졸
대학원 이상
전문직
사무직/회사원
서비스직
자영업

직업
농/임/어업
전업주부
학생
기타

국내관광객

일본관광객

110
(49.1)
114
(50.9)
59
(26.3)
68
(30.4)
61
(27.2)
30
(13.4)
6
(2.7)
87
(38.8)
134
(59.8)
62
(27.7)
148
(66.1)
11
(4.9)
55
(24.6)
68
(30.4)
19
(8.5)
22
(9.8)
0
(0.0)
21
(9.4)
22
(9.8)
14
(6.3)

35
(47.3)
39
(52.7)
2
(2.7)
3
(4.1)
0
(0.0)
17
(23.0)
52
(70.3)
5
(7.2)
64
(92.8)
29
(34.2)
42
(57.5)
2
(2.7)
12
(16.9)
7
(9.9)
3
(4.2)
4
(5.6)
1
(1.4)
26
(36.6)
0
(0.0)
18
(25.4)

일본관광객 성별은 여성(52.7%)이 남성(47.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60대 이
상(70.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50대(23.0%), 30대(4.1%) 순으로 연령층이 비교적
높았다. 결혼여부는 기혼(92.8.%)이 대다수이고, 학력은 대졸(57.5%)이 높은 비율을 보이
며, 그 다음으로는 고졸이하(34.2%), 대학원 이상(2.7%) 순으로 고학력층이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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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13.4%), 기타(9.3%), 전문직(6.2%), 사무직/회사원(3.6%)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제주 올레 관광객의 추구편익 신뢰도 및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추구편익 26개 항목을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베
리맥스 직각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 이상, 0.4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내는 요인들만 추출하였으며, 추구편익 26
문항 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4개 문항(신체적인 운동, 심신의 건강 유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향토음식 맛보기)을 제거한 후 나머지 22개 문항에 대해서 최종 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표 3> 추구편익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자연경관
체험

제주지역
문화 체험

새로운
체험

일상탈출

자아실현
유대관계

항목

요인적재량

고유값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872
청정자연 감상
.849
7.956
주변경관 감상
.770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
.719
제주 문화학습 및 체험
.877
제주 전통문화체험
.861
2.850
제주 의식주(생활모습) 체험
.858
제주 특산물 구매
.556
올레길 걷기를 즐기기 위해
.849
올레길 걷기를 통한 색다른 체험
.820
올레길 걷기에 참여하기 위해
.809
1.656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기회
.600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513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795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775
1.434
복잡한 일상을 떠나 여유를 갖기 위해
.629
마음의 휴식을 얻기위해
.597
자기계발을 위해
.855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796
1.243
새로운 지식 몇 경험을 하기 위해
.560
동반자와의 시간을 함께 보냄
.910
1.034
동반자와의 유대관계 증진
.893
누적분산 : 73.517%, KMO = .862 Bartlett test=4106.275(p<.000)

신뢰도
.886

.857

.860

.820

.72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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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편익 22개 문항에 대한 전체 표본적합도인 KMO 값은 .862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값은 4106.275(p<.000)로 유의한 값을 보여 요인분석을 하는데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7을 넘어 신뢰도가 적합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요인에 포함되는 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자연경관
체험, 제주지역 문화 체험, 새로운 체험, 일상탈출, 자아실현, 유대관계로 명명하였다.

3. 연구문제 검정
1)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은 차이가 있는가?
제주 올레 관광객 중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 간 추구편익에 대한 유의적 차이가
존재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
다.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 간 국적에 따른 추구편익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구편익 6개 요인 중 4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러한 요인
은 자연경관 체험, 새로운 체험, 일상탈출, 자아실현으로 나타났다. 국내관광객의 추구
편익이 가장 높은 요인은 자연경관 체험, 일상탈출, 새로운 체험, 자아실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 중 가장 높은 요인은 자아실현, 새로운 체험, 자연경
관 체험, 일상탈출 순으로 나타나 일본관광객이 국내관광객에 비해 내면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편익추구 요인들의 평균 점수는 국내관광객이 일본관광객에 비해 비교
적 높게 나타나 국내관광객은 제주 올레 관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
을 알 수 있다.
<표 4>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 차이
구분

F

유의확률

자연경관 체험

3.333

.069

국내관광객

일본관광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2991

.51146

3.8615

.68765

t

p

5.827 .000*

제주지역문화체험

.359

.550

3.5458

.76453

3.5169

.78659

.280

새로운 체험

3.962

.047

3.9661

.62065

3.5378

.72974

4.535 .000*

일상탈출

6.707

.010

4.2545

.47171

3.8243

.62171

5.455 .000*

자아실현

4.289

.039

3.8586

.67288

3.4820

.77860

3.727 .000*

유대관계

.017

.896

3.8571

.90323

3.7432

.85305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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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제주 올레 관광객 중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 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
정을 실시한 결과 3개 항목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관광객의 만족도가 가
장 높은 항목은 전반적 느낌, 전반적 만족도, 기대 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관광객
의 가장 높은 항목은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느낌, 기대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의 평균이 국내관광객은 4.0점 대에 비해 일본관광객은 3.6점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관광객이 일본관광객에 비해 제주 올레 관광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훈·
김진우·임건신(2008)은 문화적 성향인 남성성/여성성 성향에 따라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일본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인은 남
성성 성향이 강한 국가, 한국인은 여성성이 강한 국가로 선정하였으며 남성성 성향이 강한
사용자들은 성과 중심적이며 권력이나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여성성 성향이 강한 사용자들
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제주 올레 관광지는
제주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수평적 관광지로 그것을 통
한 도전, 성공 등 남성성 성향이 강한 관광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에
의해 일본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한국인 관광객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표 5>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만족도 차이
구분

F

유의확률

전반적 만족도

7.787

기대 만족도

4.742

전반적 느낌

9.468

한국인

일본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06

4.08

.685

3.64

.751

.099 .000*

.030

4.04

.742

3.61

.773

.103 .000*

.002

4.27

3.62

3.62

.823

.105 .000*

3)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충성도는 차이가 있는가?
제주 올레 관광객 중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충성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 간 충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2개 항목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 추천의도
의 평균값이 일본관광객보다 국내관광객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
은 만족도가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27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4호(통권 41)

<표 6>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충성도 차이
구분

F

유의확률

재방문

5.657

추천의도

14.499

한국인

일본

t

p

.944

8.516

.000

.868

7.029 .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18

4.22

.684

3.19

.000

4.29

.637

3.52

V. 논의 및 결론
제주도의 자연경관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이영진·
배선학·박시사, 2011).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제주 올레는 최신 관광트렌드
에 적합한 관광지로 제주 관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고 있다.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
관광객 수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엔저현상 및 국제정세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의 제1 관광시장이었던 일본관광객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관광
객의 요구 및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올레 관광객 중 국
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 만족도, 충성도를 비교하여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
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국내관광객 224부, 일본관광객 74부, 총 2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과 만족도, 충성도와의 영향관계를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추구편익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구편익 6개 요인 중 만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연경관 체험, 새로
운 체험, 일상탈출, 자아실현 등 총 4개 이다. 국내관광객은 자연경관 체험, 일상탈출, 새
로운 체험, 자아실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본관광객은 자아실현, 새로운 체험, 자연경관
체험, 일상탈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관광객의 평균이 일본관광객에 비해 높아 제주
올레 관광에 대한 요구 및 욕구가 국내관광객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임지현·이계희
(2010)의 여행경력프로필에 따른 한국과 일본 여성관광객의 추구편익 비교에서 한국, 일
본 관광객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 관광객은 휴식, 모험, 자기개발, 내면, 문화, 관계, 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일본 여성관광객은 모험, 휴식, 자기개발, 관계, 문화, 내면, 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은 일상생활을 탈피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

128

제주 올레에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은 국내관광객과 어떻게 다른가?

등 휴식과 내면성을 추구하는 반면 일본 여성은 색다른 체험 및 재미를 느끼고 사람들과
의 관계형성 등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관광객 국적에 따
라 추구편익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둘째, 제주 올레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관광객은 전반적 느낌이 가
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관광객은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경국·박시사
(2011) 연구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일본관광객은 체험성, 사회성, 실용성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며 제주 여행상품 선택시 상품 가격과 질, 매력성과 편의성, 숙박과 질, 여행상품
구성 다양성 등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일본관광객이 여행상품 선택 시 상
품 가격, 질, 구성 내용 등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미희·박찬우·이영주·김성일(2008)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관광객과 외래관광객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 관광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
내에서도 언어권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일본관광객은 숲 치유 프로그램,
일반 휴양활동 등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으며 방문자센터, 제주난대숲체험관
등 생태관광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관광객이 체험을 중요시 하기
때문으로 체험 관련 상품이 부재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주
올레 관광객 중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충성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성도 요인인 재방문, 추천의도 두 개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이유는 낮은 만족도로 인하여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의 제주
올레 관련 선행연구들이 국내관광객의 동기 연구(정철·박태영·노경국, 2010; 강성일·이계
희, 2011; 박영아·현용호, 2012) 및 시장세분화(노경국, 2011; 고미영·오창현·정철, 2012)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그 중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일본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관광객의 동기 외에 요구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추구편익을 통해
일본관광객이 한국관광객과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
사점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뉴시니어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관광객의 대부분은 50대 이
상의 여성 관광객으로 이 연령층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이상의 여성
관광객은 제주 올레 관광을 통해 자아실현, 새로운 체험, 자연경관 체험 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뉴시니어층’을 위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 올레 일본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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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의 만족도를 비
교한 결과 국내관광객에 비해 일본관광객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관광관련 프로그램이 국내관광객 또는 중국 관광객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본관광객을
위한 관광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관광객을 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객은 자연경관 체험,
일상탈출, 새로운 체험, 자아실현 등 사람들간의 관계와 삶의 질을 중시하였으나 일본관
광객은 자아실현, 새로운 체험, 자연경관 체험, 일상탈출등 성과 중심적이며 효율성을 중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본관광객이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일본관광객 감소추세는 제주도 관광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시
장 전체에 해당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일본관광객의 서울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자 일본 도쿄 현지에서 ‘서울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서울시, 2014.3.26)으로 일
본관광객의 서울여행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제주시
도 이와 같이 일본관광객이 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본관광객 유효표본 74부에 대
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부족함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
째, 조사시점이 201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현 시점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시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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